엔드게임 대회
공식 규칙 및 약관
버전: 대한민국

- 엔드게임 대회의 공식 규칙 및 약관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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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하 ‘공식 규칙’)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회의
개최 기간(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명시) 동안 참가자는 공식 규칙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식 규칙은 개최 기간 동안 www.endgamerules.com (이하 ‘공식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규칙을 준수하는 참가자에게만 대회에서 우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식 규칙이나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및 약관(사생활 보호법, 사이버보안법, 소프트웨어 약관이나
기타 사용권 계약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이하 ‘적용 법령’)을 지키지 못하거나,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시도를 할 시에는 대회 참가 자격이 박탈되며 해당 법령 하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 운으로 좌우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 참가 신청

소설 <엔드게임: 부름>(이하 ‘소설’)은 숨겨진 열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대회는 여러
퍼즐과 이에 관련된 단서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회의 1 단계(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들과 퍼즐들의 일부가 소설의 종이책 및 전자책 판본에 들어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www.keplerfuturistics.com 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1)소설,
(2)인터넷 사용 가능 환경, (3)표준 구글 인터넷 계정이 필요합니다. 참가자의 대회 진행
과정은 Third Floor Fun, LLC(이하 ‘주최자’)에 의해 추적되며, 참가자에게는 자신의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한 특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 정보를
확인하려면 자신의 구글 인터넷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소설과 연관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거나

우승하기

위해

소설과

연관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게임을 다운받거나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 게임 규칙

대회는 주최자가 제공합니다. HarperCollins Publishers L.LC(이하 ‘미국 출판사’)를 비롯하여
전세계의 모든 출판사(이하 ‘출판사’. ‘미국 출판사’를 포함하는 개념)는 대회의 참가자나
관리자나 주최자가 아니며, 대회에 그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소설의 단서들 중에는 소설에 나오는 퍼즐들을 푸는 데에 쓰이며, 소설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퍼즐로 이끌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소설의 단서들은 문자, 그림, 암호, 부호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이미지 검색 결과, 영상, 지도 좌표, 독립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설에는 단서일
수도 있고 단서가 아닐 수도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퍼즐을 푸는 데에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참가자의 몫입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단서들과 퍼즐들이 주어집니다. 다만 참가자가 퍼즐을 풀어나가는 속도에 따라, 다른

참가자보다 더 빨리 다른 퍼즐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소설의 오디오북 버전에는 대회의 퍼즐들을 푸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각적 단서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최자는 참가자의 대회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단서나 퍼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서가 아닌데
단서처럼 유용해 보이는 정보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주최자 측에서
비롯된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오류가 있다면 주최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본 문서의 말미에
명시된 연락처를 통해 주최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각각의 퍼즐의 해답은 궁극적으로 또 다른 퍼즐로 이어지며, 그 과정을 따라가면 최종
퍼즐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풀어야 하는 퍼즐들이
대회의 개시일인 2014 년 10 월 7 일(이하 ‘개시일’)에 모두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가자가 어느 시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회의 모든 퍼즐을 깼다는 뜻은 아닙니다. 퍼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총 두 단계에 걸쳐
공개됩니다. 그중 첫 단계(‘1 단계’)의 퍼즐들만이 개시일과 동시에 공개될 것입니다.

대회의 둘째 단계(‘2 단계’)는 총 세 판으로 나뉘며, 각 판과 그에 딸린 퍼즐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날짜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각 판의 퍼즐들이 처음 공개되는
날짜는 오로지 주최자가 임의로 결정하며, 참가자는 대회 참가 신청 시에 제출했던
연락처를 통해 이 날짜를 통지받을 것입니다. 2 단계의 각 판에 딸린 퍼즐들은 그 직전의
판이나 단계의 퍼즐들을 상대적으로 일찍 깬 참가자들이 먼저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참가자들보다 더 빨리 퍼즐을 깨는 참가자들은 다음 판이나 다음 단계로 먼저
넘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우선권은 10:1 의 비율로 주어집니다.

다음 판으로 넘어갈 우선권이 있는 모든 참가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나면, 직전의
판이나 단계를 깬 참가자들 전원이 자동적으로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C 참가자가 2 단계의 1 판을 깼는데, 만약 그때가 (1)2 단계 2 판의 첫 퍼즐이
공개된 날짜 이후이고, (2)2 단계 2 판으로 넘어갈 우선권이 있는 모든 참가자가 우선권을
받은 뒤라면, C 참가자 역시 2 단계 2 판의 첫 퍼즐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계 퍼즐들의 공개 날짜와 관련된 정보, 각 판의 퍼즐들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참가자가 대회 참가 신청 시에 제출했던 연락처를 통해 주최자가 통지할 것입니다.
주최자와 그 직접적·간접적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상기한 조직들의 임원, 관리자, 사원,
중개인(총괄하여 ‘주최 관계자’), 배포자, 웹디자이너, 광고 제작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
보험 대리점, 심사 대행업체, 또한 최우수상(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전시를 위해
주최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당사자(본 공식 규칙이 발표된 때를 기준으로, 이 당사자는
‘Caesars Palace’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되는 Desert Palace, Inc.를 의미한다)와 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총괄하여 ‘운영 관계자’)를 비롯하여 대회의 관리, 개발, 서비스, 실행에
연관되는 당사자들, 그리고 출판사는 대회의 전체 혹은 일부가 모든 참가자에게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대회의 특정 부분이 특정 참가자에게 공개됨과 동시에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이유를 막론하고)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하여 최우수상 전시를 위해 주최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당사자(본 공식
규칙이 발표된 때를 기준으로, 이 당사자는 ‘Caesars Palace’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되는
Desert Palace, Inc.를 의미한다) 및 그 모회사와 계열사 등은 이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운영 관계자라는 점과 출판사는 운영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소설 관련 모바일
기기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상품 구매는 대회의 퍼즐을 진행할 권한을 주지 않으며,
참가자의 대회 진행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대회의 모든 퍼즐을 깨고 우승 자격을 처음으로 얻은 참가자는 최우수상의 봉인을 풀
열쇠를 얻을 것입니다. 그 열쇠나 최우수상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 사물, 장소, 표면을
방해하거나, 훼방하거나,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퍼즐들은 참가자 개인의 지능과 능력을 통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
운으로 좌우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1)다른 참가자의 대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2)다른 참가자 또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난처하게 하거나 비방하거나, (3)불공정한 수단으로 다른 참가자보다 우위에
서는 행위(대회에서 활용되는 웹사이트 및 전자 매체 일체에 대한 해킹을 포함)를 하는
참가자는 발각되는 즉시 대회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대회의
퍼즐(또는 그 퍼즐의 일부분)의 정답이나 오답을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대회에서
실격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인터넷 계정은 한 개뿐이며,
한 개를 초과하는 구글 인터넷 계정을 대회 참가에 사용할 경우 대회에서 즉시 실격될
것입니다.

- 참가 자격

다음의 네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조직들의 임원, 관리자, 사원, 대리인(또는 그러한 임원,
관리자, 사원, 대리인의 직계가족이나 세대 구성원)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주최자 (2)주최 관계자 (3)운영 관계자 (4)출판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13 세 이상의 일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적용 법령에서 본 대회와 유사한 판촉 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13 세보다
더 높은 연령 이상으로 제한한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당신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대회 참가에 앞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우수상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승자 또는 우승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 중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W-9 문서(아래를 참조)와 진술서(아래를
참조)에 서명해야 하며, 해당 사법 당국에서 허용하는 한 주최자의 신상 조사(아래를
참조)에 응답해야 합니다. (W-9 문서, 진술서, 신상 조사 응답을 총괄하여 ‘우승 신청
서류’라고 칭함.) 우승 신청 서류는 아래에 규정된 기한 내에 주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설은 소설이 판매되는 곳 어디서든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할
자격은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적용 법령과 본 공식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대회 참가는
무효가 됩니다.

- 우승자 결정 방식

최초로 퍼즐을 모두 깨고, 열쇠를 받고, 아래에 제시된 방식으로 주최자에 의해 승인을
받은 적격한 참가자는 최우수상이 들어 있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대회는 개시일로부터
(1)대회의 모든 퍼즐을 풀고 열쇠를 받고 주최자의 승인을 받은 우승자가 주최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날짜까지, 또는 (2)2016 년 10 월 7 일(‘종료일’)까지 열립니다. (상기한
기준에 따라 대회가 열리는 기간을 ‘개최 기간’이라 칭함.) 주최자는 대회의 모든 퍼즐을 깬
최초의 참가자에게 해당 참가자가 대회 신청 시에 제출했던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 적격한 우승자를 결정할 때까지, 필요할 경우 주최자는 대회의
모든 퍼즐을 깬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퍼즐을 깬 순서대로 추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가 대회의 우승자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주최자의 연락을 받은

참가자는 자신이 퍼즐을 모두 깼다는 사실이나 이와 관련해 주최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셜 미디어, 블로그, 기타 그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데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최우수상은 한 명의 우승자에게만 수상됩니다. 만약
종료일까지 퍼즐을 모두 깬 적격한 참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본 문서에 포함된 다른
자격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주최자가 내부 추적 시스템을 통해 개최 기간 동안 대회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달성한 참가자를 판별하여 우승자로 결정할 것입니다. 우승 예정자는
자신이 대회의 퍼즐들을 성공적으로 풀었다는 것을 주최자에게 입증함으로써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동점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 우승 후보자들은 각자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 퍼즐을 출제받아 결승전을 치릅니다. 우승자(또는 우승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우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우승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만이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들간의

협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와 같이 명기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가자들이 대회에서 협동을
한다면, 협동한 참가자들이 서로 약속하거나 협의한 바에 대하여 주최 관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협동한 참가자들 사이의 협의와 관련하여 주최 관계자에게
일체의 비용이나 대가(법무 비용을 포함)가 발생한다면, 해당 참가자들은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주최 관계자에게 발생한 비용 및 대가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최우수상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2014 년 8 월 11 일 기준으로 미화 ＄500,008.00 의 가치에 준하는
금화(‘최우수상’)가

상으로

주어집니다.

최우수상은

본래의

상태로

수여되어야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최우수상 외의 다른 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며,

우승자가 최우수상을 획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상의 책임은 모두 우승자에게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적정한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최우수상의 전체 또는 일부의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우승 예정자는
주최자로부터 우승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지 영업일 기준 5 일 안으로 미국 국세청(IRS)의
W-9 문서(관련 있는 관할 당국에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주최자가 판단한 여타 세금 관련 서류를 포함하는 개념)에 서명하여 이를 주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최우수상은 회계 연도 말에 수여되며, 소득세 정산을 위하여 최우수상의
가치와 동일한 액수가 고지된 미국 국세청 1099 문서(우승자의 거주 국가에 따라 이에
준하는 서류)가 우승자에게 발행될 것입니다. 우승자는 적용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이나
여타 관련 있는 세금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우승 예정자가 (1)요구된 기간
내에 W-9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2)요구된 기간(또는 관련 있는 관할
당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주최자(또는

주최자

대리자)에게

우승

예정자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3)세금 관할 당국에 올바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4)세금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주최자(또는 주최자 대리자)가 최우수상의 수령과
관련한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우승 예정자는 최우수상을 받을
권리 일체가 박탈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회 개최 기간 동안 모든 퍼즐을 깬 다음 참가자가
열쇠를 받고 주최자의 검증을 거쳐 우승자로 공지될 것입니다. 만약 동점의 후보자가
발생한다면, 우승 후보자들은 각자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 퍼즐을 출제받아 결승전을
치릅니다. 우승자는 최우수상의 획득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세금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것이 권장됩니다.
우승자는 최우수상을 수령하기 위해 직접 미국에 방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우승자가 최우수상을 수령하는 데에 드는 제반 준비나 비용은 오로지 우승자의 책임으로,
여행 경비나 숙박 비용 등을 우승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승자가 최우수상을
수령하는 데에 주최자 측에서 요구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는 일절 없습니다.

- 홍보와 프라이버시

우승 예정자는 자격과 책임과 홍보에 관한 진술서(이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진술서는 우승 예정자가 대회에 필요한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하며 적용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만약 우승 예정자가 법령이나 대회의 규칙 및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우승 예정자는 상황에 따라 실격 조치되어 최우수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승 예정자가 위반을 통해 대회의 다른 참가자에 비해 유리한
이득을 얻었다면 실격 조치될 수 있습니다. 우승 예정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우승 예정자가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승 예정자 또는 미성년자인 우승 예정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주최자의 요청을 받은 지 영업일 기준 5 일 안으로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해당 우승 예정자는 실격되며, 그런 경우 개최 기간 동안
모든 퍼즐을 깬 다음 사람이 열쇠를 받고 주최자의 검증을 거쳐 우승자로 공지될 것입니다.
만약 동점의 후보자가 발생한다면, 우승 후보자들은 각자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 퍼즐을
출제 받아 결승전을 치릅니다.

적용 법령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주최 관계자들은 우승자의 초상, 그림, 외모, 육성,
이름 등에서 파생된 자료 일체(이하 ‘초상 등’)를, 현재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고안될 모든
수단 및 방법을 통하여 모든 영리적,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세계적이고 영속적이며 변경 불가능한 권리와 허가를 우승자로부터 받습니다. 우승자는
우승 신청 서류의 이행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약인(約因)으로서 대회 우승에 관련된
모든 홍보를 허용해야 하며, 우승자의 초상 등의 사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상이나 보수를
요구할 권리 일체를 포기해야 합니다.(단, 그러한 권리 포기가 적용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우승자는 주최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자유 재량으로 결정되는 최우수상의
전체 중의 부분을 포기의 약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승자는 우승자의 저작인격권이나

그에 대응하는 여타 제정법 및 관습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주최 관계자의 행위
또는 무 행위를 모두 승낙합니다.

적용 법령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최자는 우승자에게 소설 및 대회와 관련한 홍보
행사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주최자는 우승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비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조사에 응할 것을 우승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우승자의 이름이나 초상을 소설 또는 대회의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 주최자가 사회적 오명, 모욕, 추문, 조롱을 입거나 주최자나 소설이나 대회에
불미스러운 영향이 미칠 소지가 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우승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신상 조사’라 칭함). 신상 조사는 적용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18 세 이하의 개인은 신상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최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우승자와 관련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공식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최자가 대회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대회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그 이외 출판사를 포함하여 주최자의 기타 공동
사업자(총괄하여 ‘정보 수령자’로 칭함)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이 허용하고 그
시점에서의 정보 수령자들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수령자들은 대회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영 관계자,
주최 관계자, 주최자의 기타 공동 사업자들은 대회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정책과 상이한
고유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와 관련하여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확인할 것이 권장됩니다.

- 배상 책임의 부인

주최 관계자 및 출판사의 각 임원, 관리자, 사원, 대리자는 열쇠를 찾는 것을 포함하여
대회와 관련된 참가자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참가자가 적용 법령을 위반하거나 어떤 재산을 훼손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이나 손해는
전적으로 참가자의 몫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하여, 출판사는 주최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만약 참가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령에서 이런 종류의 대회가 금지되어 있을 경우, 주최
관계자 또는 출판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가자나 제삼자가 대회와 관련하여 한
행위로 발생하는 위험, 책임, 비용에 대해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출판사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대회나 본 공식 규칙과 관련하여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신체적
상해, 사망에 대해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출판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적용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나 제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은 적용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정됩니다.

주최 관계자 또는 출판사는 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집단, 조직, 기업, 관객 기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및 출판사는 이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대회 참가 신청 시 참가자가 제출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대회와 관련한
전자 데이터 전송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순서가 혼동되거나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
(2)대회 운영에서 활용되는 기기, 시스템, 네트워크, 회선, 위성, 서버 컴퓨터, 인터넷
공급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인적 과오, 기술적 오작동, 실패, 오류, 누락, 중단,

결실, 결함, 작동 지체, 통신 회선 고장(원인과 관계없음) (3)인터넷에 접속 불가능하거나
인터넷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 (4)대회에 참가하거나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시도와 연관하여 참가자 또는 제삼자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발생하는 손상이나 피해.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버그, 간섭, 부정 개입, 사기, 기술적 고장, 심한 기상 현상(비, 뇌우,
홍수, 지진 등을 포함), 화재, 폭발, 천재지변, 기기 고장, 그 외에 주최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넘어서거나 대회의 관리, 보안, 공정성, 진실성, 적절한 시행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인하여 대회가 끝까지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나 제삼자에게 그
어떤

추가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주최자의

재량만으로

대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되어 사람이나 재산에 발생하는 상해, 손해, 손실에 대하여,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출판사는 일체의 법적 책임, 손실, 보상 청구, 요구, 소송, 합의, 심판,
비용, 감찰, 피해, 요금(변호사 수임료, 사내 법무 비용, 전문가나 의료인이나 상담가에
대한 의뢰비, 조사 비용을 모두 포함)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데에 참가자는 동의합니다.
(1)대회

관련

자료의

입수

(2)대회의

어떤

측면이든

참가하거나

참여하는

시도

(3)최우수상의 수령, 소유, 사용 및 악용 (4)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러한 행사를 위해 준비하거나 이동하는 것 (5)다른 참가자들의 행위 일체. 참가자들이
퍼즐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참가자들 사이의 협동이 본 규칙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는 데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일체 (6)공식 규칙, 대회 관련
안내, 최우수상 수상자 발표 안내에서 발생하는 인쇄상 오류 및 기타 오류 (7)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출판사, 대회와 관련한 각각의 공동 사업자가 참가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여타 허용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유로, 명예 훼손, 비방, 사생활 침해, 평판이나 인격
침해, 법적 조치를 청구하거나 야기하는 것

본 규칙에 기술된 포괄적 권리 포기에 관하여, 참가자는 명시적으로

(1)참가자가 이해하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이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받아들이며, (2)본 공식 규칙에서 규정된 권리 포기에 대해 캘리포니아 민법
1542 조 및 그와 유사한 모든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기된 권리 포기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어떤 이유로든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참가자는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이하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회나 수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소송은 그 어떤 형태의 집단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결합니다. (2)일체의 청구, 판결, 지급은 대회 참가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현금 지출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단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징벌적, 간접적, 결과적 피해에 대하여 참가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참가자는 그러한 권리 주장을 모두 포기합니다. 또한
피해액을 증가시키거나 배가시키는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승자는 최우수상을 인수한
뒤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주최자는 최우수상의 외관,
안전성, 성능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상기의 권리 포기는 현 시점에서 밝혀지고 알려진 것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피해, 손해, 손실, 책임 및 그것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까지 적용됩니다.

- 해석과 분쟁

공식 규칙의 해석권은 주최자에게 있으며 주최자가 내리는 해석 및 결정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공식 규칙의 해석, 설명, 개정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즉시 발효됩니다.
참가자가 대회에 계속 참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한, 상기한 해석, 설명, 개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식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식 규칙 또는 대회와 관련하여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쟁이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규정된 방식으로 중재를 거쳐 해결합니다. 중재는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소재하는
JAMS 가, 그 시점에서의 JAMS Streamlined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능률적 중재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입니다. 중재자가 제공하는 중재재정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 법령이 어떤 청구에 대해서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금지한다면(‘중재 불가능한 청구’), 주최자와 해당 참가자는 모든
청구를 중재에 맡기기로 동의하되, 그중 중재 불가능한 청구만 중재에 구애 받지 않고 그
외의 모든 청구는 중재에 구속될 것입니다. 중재 비용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공식 규칙, 대회 및 이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미국
뉴욕주의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재 불가능한 청구의 소송 시, 참가자는 뉴욕주
뉴욕시에 소재하는 주 및 연방 법원들의 인적 관할과 재판지를 따르며, 불편한 법정을
주장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면책

적용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대회 참여나 공식 규칙에
관련되어 자신이 하는 행위 또는 무행위가 일부 또는 전적인 원인이 되어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및 출판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와 성질의 청구, 요구, 소송, 책임, 심판,
합의,

손실,

비용,

피해,

법이나

형평법상의

비용,

계약이나

불법

행위에

따르는

비용(변호사 수임료, 사내 법무 비용, 전문가나 상담가에 대한 의뢰비를 모두 포함) 일체에
대해, 법적 책임, 손실, 보상 청구, 요구, 소송, 합의, 심판, 비용, 감찰, 피해, 요금의 발생을
방어하고 면책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참가자의 공식 규칙 위반이나, 그에 대응하는 모바일 기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의
이용이나, 대회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행위 또는 무행위에 관련하여, 누군가가 주최
관계자나 운영 관계자나 출판사에게 청구를 제기할 경우, 해당 참가자는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또는 출판사를 방어 및 면책하며, 해당 청구에 관하여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출판사에게 일체의 책임, 피해, 손실, 비용(합리적인 법무 비용을 포함)을 발생시키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참가자는 자신의 배우자, 친구, 가족, 관계자, 대리인, 중개인, 고용인, 대표자, 양수인,
관리자, 그 외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연관된 사람이 대회에 관계하는 것이 일부 또는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종류와 성질의 청구, 요구, 소송, 책임, 심판, 합의,
손실, 비용, 피해, 법이나 형평법상의 비용, 계약이나 불법 행위에 따르는 비용(변호사
수임료, 사내 법무 비용, 전문가나 상담가에 대한 의뢰비를 모두 포함) 일체에 대하여,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및 출판사를 방어하며 면책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및 출판사에 대하여 참가자가 지는 방어 및 면책의 의무는,
참가자 및 참가자의 관계자에게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과실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이 방어 및 면책의 의무는 신체적 상해, 사망, 유형재산의
손상이나 파괴, 그로 인한 사용 불능, 또는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여타 제정법 또는 관습법에 대한 침해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대회 참가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손실, 상해, 사망에 대한 모든 소송,
행위, 청구, 요구로부터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출판사를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방어 및 면책할 것을 자신의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인, 양수인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본 규칙에서 규정된 면책 의무에도 불구하고,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및 출판사는
각각의 선택에 따라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 자신의 비용을 통해 독자적으로 방어할 권리를
가질 것을 명시합니다.

- 상표와 저작권

참가자는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설 및 그에
대응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참가자는 저작권자나 적용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파생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판매, 기타 소유권 이전 방법, 임대 또는
대여를 통하여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상연하거나 공개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Third Floor Fun, LLC, Endgame, Endgame: The Calling<엔드게임: 부름>은 주최자, 주최자의
관계사 또는 출판사의 상표입니다. 대회에 관련해 사용하는 기타 모든 상표, 서비스표,
로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은 각각의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대응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참가자는 주최자의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모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관리하는 규정(총괄하여 ‘앱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운영
관계자와 출판사를 비롯하여 주최자의 공동 사업자, 중개인, 관계사는 자체적인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각
별개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참가자는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삼자의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약관을 확인하고 검토할

것이

권장됩니다.

앱

사용

규정

또는

대회와

관련된

제삼자의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회에서 실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가자가 지원되지 않는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1)해당 웹브라우저나
기기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안내와 (2)웹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거나 지원되는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기재된 웹페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참가자가 사용하는 기기가 대회의 콘텐츠를 열람 및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회의 콘텐츠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나 또는 아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한 웹브라우저와 기기를 최대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대회가 개발된 이후에 출시된 웹브라우저나 기기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래된 브라우저 및 기기는 전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또는 출판사는 웹브라우저 또는 기기 지원의 문제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주최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주최자의 어플리케이션이나 그에
대응하는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가 주최자의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링크하거나 거기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링크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링크와 거기에 포함된 정보는
사전 공지 없이 어느 때에든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주최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와 모든 링크는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어떤 종류의 보증도 되지 않으며, 참가자는
주최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와 스폰서가 제공한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의 부정확성, 누락, 유효성에 관해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주최 관계자는 유효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지연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그 속성상 언제든 서비스의 오류, 장애, 지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전자

메일,

문자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콘텐츠를

주최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 송신하는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 또는 주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해당 웹사이트의 어떤 장소나 다른 웹사이트나 미디어에 그러한 콘텐츠를 별도의
대가나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온라인 포럼

주최자는 Twitter, Facebook, YouTube, Instagram 및 기타 소셜 미디어나 전자미디어에
포럼이나 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이하 ‘온라인 포럼’). 참가자는 온라인 포럼에
대회나 소설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된 정보는 타인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참가자의 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또한 대회와 관련된 합법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위배되는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공식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포럼을 사용할 경우 대회
참가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을 이용하는 참가자는 온라인 포럼에 게시된 주최자의 규정과 더불어 온라인
포럼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주최자 또는 온라인 포럼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자는 주최자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온라인 포럼에서든
탈퇴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규정

대회의 해답은 독자적으로 검증, 기록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회는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실시됩니다.

대회의 해답은 우승자가 결정되고 발표된 이후에 대회에 대응하는 웹사이트나 후속
출판물을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소설에 게재된 모든 퍼즐과 개최 기간 동안 배포되는 모든 퍼즐은 일반 상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 영화, 기타 예술 작품에 근거한 퍼즐이 있더라도, 주최 관계자, 운영
관계자, 출판사 측은 그러한 문학 작품, 영화, 예술 작품과 어떤 식으로든 제휴, 관련,
협찬을 맺지 않았으며 그렇게 여겨질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대회의 해답이 공개 또는 공유되었거나, 어떤 식으로든 대회가 위험해지거나 변질된 경우,
주최자는 대회를 수정, 연기, 또는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회가 중단되었을 경우,
주최자는 내부 추적 시스템에 의거해 대회 중단 시점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달성한
참가자를 판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동점 후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승
후보자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 퍼즐을 출제 받아 결승전을 치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공식 규칙의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도 공식 규칙의 다른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공식 규칙의 영어판과 번역판 사이에 차이점이 생긴 경우에는
영어판이 우선합니다.

- 주최자의 연락처

주최자에게 연락을 취하려면, 250 자 이내의 전자 메일을 questions@endgamerules.com 로
보내거나 또는 250 자 이내의 편지를 Endgame Rule Questions, 25 Old Kings Highway–Suite
13, PO Box 254, Darien, CT 06820-4608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분량이 250 자를 초과한
전자 메일 또는 편지는 읽히지 않습니다. 전자 메일 및 편지의 양이 많으면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신인 이름, 전자 메일
주소, 주소 및 전화번호는 통신마다 매번 기입해 주십시오.
우승자의 이름을 알고 싶은 경우는 회신용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봉투와 요청서를
2020 년 1 월 31 일까지 아래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Endgame Winner Requests, 25 Old Kings Highway–Suite 13, PO Box 254, Darien, CT 068204608

THIRD FLOOR FUN, LLC
PRIVACY STATEMENT
This privacy statement (the “Privacy Statement”) describes the privacy practices for Third Floor
Fun, LLC (“TFF” or “we”)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hat identifies
individuals or can be used to identify or contact individuals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cluding those located in the European Union (“EU”) and Switzerland and transferred to TFF, or
third parties on its behalf,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TFF respects the privacy of those
persons who provid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o TFF (“you,” “your,” “user,” or
collectively “users”) and is committed to protecting the privacy of th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e collect from you. The purpose of this Privacy Statement is to inform you about
what information we collect from you, how we use and may disclose that information, and the
choices you have regarding our use of, and your ability to correct or update, the information. By
provid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o TFF, you expressly consent to the use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s described in this Privacy Statement.
What Information We Collect and How We Collect Information
We collect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several ways through your engagement with
TFF, including from forms you submit to us, or personal correspondence, such as emails or
letters that you send to us. We may ask you to voluntarily provide us with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e may collect the following types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your name, email addresses, postal addresses, telephone number, date of birth,
gender, age, geographic location, and any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r maintain TFF’s business operations.
We may also receiv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third parties. Our use of
information received from a third party will be dictated by the third party’s privacy policies and
not this Privacy Statement.
Why We Collect, and How We U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FF collects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you for the following reasons and,
therefore, uses th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ways:
• to track your progress through the Endgame contest
• to improve TFF’s goods or services
• to develop new goods or services
• to provide goods or services which you have requested from us
• to analyze use of our goods or services
• to develop, customize, enhance or provide advertising for TFF’s goods or services
• to send you targeted communications, publications, news, information about our goods
or services
• to administer our business
Shar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ward Transfer)
Except as set forth in this Privacy Statement, in an TFF-provided privacy statement specific to
an EU member state or Switzerland (if any), or as specifically agreed to by you, we will not
disclose an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e gather from you. We may share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ith our affiliates. We also may share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ith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to assist us with processing or storing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for which we collected
it. We may store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n servers in the United States, either

hosted by TFF, one of its affiliates or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or on servers hosted by
third party-service providers in the EU or Switzerland. We require any third party to whom we
provide your personal information to either: (i) adhere to the US-EU Safe Harbor and/or the USSwiss Safe Harbor Principles (as applicable); (ii) adhere to the EU Privacy Directive as
implemented by the applicable EU member state or the Swiss Federal Data Protection Act (as
applicable) or (iii) contractually agree to provide the same level of privacy as required by (i) or
(ii).
We also may share aggregated demographic and statistical information that is not personally
identifiable with third parties.
TFF also may disclose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
•
•
•
•

to a person who, in the reasonable judgment of TFF, is seeking the information as an
agent of the individual;
in situations where sharing or disclosing your inform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offer you
services;
to a third party or parties, where disclosure is required or permitted by law;
if, in the reasonable judgment of TFF, disclosure is necessary to enforce compliance
with our internal policies or to protect our business, investors, or others; and
to any other entity that acquires all or a portion of our organization by merger,
reorganization, operation of law, or a sale of some or all of TFF’s assets.

TFF may be required to use or disclose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o in connection
with a legal action or other proceeding,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 response to a court order
or a subpoena. We also may disclose such information in response to a law enforcement
agency’s request.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stored by TFF in the United States
may be obtained from TFF by government authorities pursuant to subpoena or court order.
Retention of Your Information
We retain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only as long a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for which we collected it from you.
Security
TFF is committed to protecting the security of an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you
provide to us. We maintain commercially reasonable safeguards to maintain the security and
privacy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at you provide to us. If you submit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o TFF online, we recommend that you terminate your browser session
before leaving your computer. In spite of these protections, TFF cannot guarantee the security
of any data submitted over the Internet. After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reaches
TFF, however, it is stored on servers (or, in the case of information received from you in person,
in writing or over the phone, in physical storage areas) protected by procedures and technology
designed to block reasonably foreseeable intrusions by unauthorized third parties.
Integrity of an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TFF is committed to collecting accurate information from you. You can view, correct and update
th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relating to you held by TFF by contacting us at the
contact information set forth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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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rence to US-EU Safe Harbor and US-Swiss Safe Harbor Principles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ay be transferred to, stored, and processed in a
country other than the one in which it was provide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en we do
so, we transfer the information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data protection laws.
Regardless of what countr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stored in or transferred to, we
adhere to this Privacy Statement and have procedures and controls as appropriate to help
ensure this.
We adhere to the US-EU Safe Harbor Framework and the US-Swiss Safe Harbor Framework as
set forth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regarding the collection, use, and reten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EU member countries and Switzerland. TFF has
certified that it adheres to the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 of notice, choice, onward transfer,
security, data integrity, access, and enforcement. To learn more about the Safe Harbor
program, and to view our certification page, please visit http://www.export.gov/safeharbor/.
Dispute Resolution
In compliance with the Safe Harbor Principles, TFF commits to resolve complaints about your
privacy and our collection or use of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U and Swiss
residents with inquiries or complaints regarding this Privacy Statement should first contact TFF
by email at privacy@endgamerules.com.
If you do not receive timely acknowledgment of your complaint, or if your complaint is not
satisfactorily addressed by TFF, you may contact the state or national data protection or, if
applicable, labor authority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you reside or, as applicable, work.
Opt-Out From Mailings
To the extent you receive marketing or promotional e-mail messages, mailings or telephone
calls from TFF and you wish to stop receiving emails or mailings from TFF please send us an
email to privacy@endgamerules.com with the phrase “Privacy Opt-out: TFF Mailings” in the
subject line and we will remove you from TFF’s mailing list.
Contact Us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Privacy Statement or the use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collected, you can contact us by email at privacy@endgameru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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